
전주 관람 | 문화공간 | 음식 | 숙소 | 축제
정보를 한 곳에

tour.jeonju.go.kr

버스 및 관광택시 안내 전주, 생각보다 가까워요
Information for bus and taxi Jeonju, it’s closer than you think.

주요 경유지 소요 시간 (분)

연중무휴! 원하는 장소 어디에서든 출발합니다.
예약 Reservation  010-3000-0340

1000

전주동물원 종점
Jeonju Zoo

전주역 첫마중길
Jeonju Station 
Cheotmajung-gil

고속버스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전주한옥마을
Jeonju Hanok Village

서학동예술마을
Seohak-dong Art Village

19

25

15

21

165

전주동물원 종점
Jeonju Zoo

덕진공원
Deokjin Park

전주한옥마을
Jeonju Hanok Village

남부시장
Nambu Market

장승백이
Jangseungbaegi

41

3

14

19

79

전주역 종점
Jeonju Station

시외버스터미널
 Intercity Bus Terminal

고속버스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전주한옥마을
Jeonju Hanok Village

풍남문
Pungnammun Gate

4

23

3

17

88

팔복예술공장
Palbok Art Factory

덕진공원
Deokjin Park

중앙시장
Jungang Market

전주한옥마을
Jeonju Hanok Village

풍남문
Pungnammun Gate

33

19

3

29

베테랑 기사님과 함께 명소와 맛집을 찾아가는

전주시 관광택시  Jeonju Tourist Taxi

인증 스탬프 꾹 - 기억할게 전주 !

전주시 곳곳의 관광안내소에서 스탬프를 찍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세요.

Stamps available at tourist information centers 
around Jeonju to keep memories of your trip.

목적지 소요시간
서울역 1시간  50분
용산역 1시간  30분
인천공항역 2시간  40분
서대전역 1시간  10분
여수역 1시간  15분
부산(고속도로) 3시간 30분

Destination Travel time

Seoul Station 1h 50m
Yongsan Station 1h 30m

Incheon Airport Staion 2h 40m

SeoDaejeon Station 1h 10m

Yeosu Station 1h 15m

Busan(Express highway) 3h 30m

인천 Incheon

용산 Yongsan

대전 Daejeon

부산 Busan

여수 Yeosu

서울 Seoul

Reservation  |  letskorail.com  1544-7788

고속버스터미널 Express Bus Terminal
Reservation  |  kobus.co.kr  063)277-1572

전주
Jeonju

min

In Jeonju, walk at a slow and leisurely pace



사뿐사뿐, 터벅터벅

사드락 사드락 만나는 전주
Walk lightly! Enjoy peacefully!
Experience Jeonju by walking slowly and leisurely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마침내 진짜 전주의 속살을 마주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도 최신 유행을 이야기하는 곳, 

북적북적 스쳐 가는 여행자들과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시장통 사람들이 

마주하는 곳, 시원한 강바람, 별빛과 하나 되는 호수까지. 

그렇게 전주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풍성한 이야기를 더합니다. 

걷다 보면 만나는 오래된 식당, 아기자기한 카페, 이런저런 문화시설들은 

그 이야기에 다채로운 색깔을 입혀줍니다.

Jeonju, a city with a thousand years of history; is a place where people talk 
about the latest lifestyle. Beside, it is also a place where passing travelers 
and traditional marketers stay and meet each other.

알록달록, 여기저기 전주 일곱가지 길  The Seven Colorful Roads of Jeonju

➊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전주한옥마을
The road where we can go back in time 
– Jeonju Hanok Village

➋  천년 전주 옛길  전주부성, 원도심
The thousand-year-old road of Jeonju 
- Jeonjubu castle, Old downtown

➌  과거와 젊음이 공존하는 핫플레이스  객리단길
The hot place where the past and the present coexist 
- Gaekridan-gil

➍  진짜 전주의 속살을 마주하는 길  남부시장
The road where we can experience the real Jeonju 
- Nambu Market

➎  남고산성이 품은 예술 동네  서학동예술마을
The charming art village surrounded 
by Namgo Sanseong Fortress – Seohak-dong art village

➏  연분홍 꽃바람 사랑이 이루어지는 길  덕진공원
The road where people fall in love with pink lotus 
flowers – Deokjin park

➐  푸른 하늘과 별빛 호수가 하나 되는 길  아중호수
The road where the blue sky and the starlight combine
 – Ajung lake

전주   여행Feel Korea In Jeonju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  전주한옥마을
The road where we can go back in time   |   Jeonju Hanok Village

처마 밑 풍경소리가 그윽하게 울려 퍼지면 

어느새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박물관으로 체험관으로 오목대로 

전동성당으로 600여 채 한옥 사이 여기저기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사이사이 아기자기 예쁜 카페와 공방, 

소박한 음식점들이 발걸음을 잡아둡니다. 

한옥마을에 터를 잡고 사는 ‘전주 사람들’과의 

소소한 이야기도 정겨움을 더합니다.

Feel Jeonju’s beauty while walking along 
the colorful scenery of 600 Hanok houses.

전주한옥마을 사드락 한 바퀴 투어
A slow and leisurely road in Jeonju Hanok Village

열린 관광 / 무장애 여행길
Open journey road / Barrier-free journey road

전주한옥마을 골목길
Jeonju Hanok Village Alley  

사드락 선비 길
Slow and leisurely Seonbi Road

전주한옥마을 둘레길 / 숨길 코스
Jeonju Hanok Village Dulle-gil / The hidden course 

해설사와 함께 하는 한옥마을 테마 여행

일곱가지 테마, 네 가지 언어로 여행을 더 깊이있고 알차게!
단체 해설 예약은 무료이며 경기전 입장료는 별도입니다.

문의  |  한옥마을 관광안내소  063)282-1330

Hanok Village Theme Group Tour with commentators
Seven themes in four languages.
Reservation   |   Hanok-Maeul Tourist Information Center      
               063)282-1330

한옥마을에 터를 잡고 사는 ‘전주 사람들’과의 

Feel Jeonju’s beauty while walking along 
the colorful scenery of 600 Hanok houses.

1

2
3

4

5

6

7

89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7

28

30

29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25

26

24

20

29

9

4

16

19

10

메리야스 공장의 이유있는 변신! 
작가와 대중이 함께 공감하는 문화예술 공간

전주한옥마을관광안내소
Hanok Village Tourist Information Center

오목대관광안내소
Omokdae Tourist Information Center

경기전관광안내소
Gyeonggijeon Tourist Information Booth

소리문화관
Sori Art Center

전주부채문화관
Fan Culture Center

600년 은행나무
600-Year-Old Gingko Tree

승광재
Seungwangjae

한옥마을역사관
Hanok Village History Museum

최명희
길 

최명희
길 Choi Myeonghuigil

Choi Myeonghuigil

Choi Myeonghuigil

Choi Myeonghuigil

최명희문학관
Choi Myeonghui 
Literature Center

교동미술관
Gyodong Art Studio

경기전
Gyeonggijeon Shrine

전동성당
Jeondong Catholic Cathedral

양사재
Yangsajae

오목대 당산나무
Dangsan tree

전통한지원
Jeonju Traditional Hanji Center

전주공예품전시관
Jeonju Traditional Artcraft 

Exhibition Center 

어진박물관
Royal Portrait Museum

대한황실의 품격, 
황손이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하는 

전주 체험

작가 최명희의 문학 혼과 마주하는 곳

태조 이성계 어진을 모신 
한옥마을 대표 문화재. 

예쁜 돌담길과 아름드리나무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곳

1914년 완성된 유럽 감성 성당. 
      하지만 알고 보면 순교자의 

아픔을 간직한 곳

전통술박물관
Jeonju Traditional 

Wine Museum

이성계가 왜구 토벌 후 승전 자축  연회를 
열었던 곳. 한옥마을 전경 감상 포인트!

한옥마을 옆 전주천과 남천교를 
벗 삼아 걸을 수 있는 산책 명소

고려시대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목

김치문화관
Jeonju Kimchi 
Culture Center

전주천 생태탐방
로

전주천 생태탐방
로

Jeonju-River Ecological Street
Jeonju-River Ecological Street

전주천 동로전주천 동로전주천 동로전주천 동로전주천 동로전주천 동로
Jeonjucheondong-ro
Jeonjucheondong-ro
Jeonjucheondong-ro
Jeonjucheondong-ro

향교길향교길향교길향교길
HyanggyogilHyanggyogilHyanggyogilHyanggyogil

강암서예관
Gangam Museum of Calligraphy

남천교
Namcheon Bridge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전주동헌)

Jeonju Traditional 
Culture Training Center 전주향교

Jeonju Hyanggyo

남안재
Namanjae

한벽당
Hanbyeokdang Pavilion

각시바위
Gaksibawi

오목교(육교)
Omokgyo Bridge

(Pedestrian overpass)
창암 암각서

Changam Amgakseo

자만벽화마을
Jaman Mural Village

한벽굴
Hanbyeok Tunnel

승암산(치명자산)
Seungamsan

(Chimyeongjasan 
Holy Ground)

오목대
Omokdae

이목대
Imokdae

아름다운 한옥과 
노오란 은행 고목이
    정취를 자아내는 
       조선시대 교육기관

  빼어난 곡선의 다리 위 
청연루 한옥지붕 아래서 맞는 
시원한 전주천 바람

추사 김정희가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창암 이삼만 서예가의 글씨를 직접 볼 수 있는 곳

완판본문화관
Wanpanbon Culture Center

은
행
로
 

Eunhaeng-ro

한
지
길

한
지
길

Hanjigil

태조로
Taejo-ro
Taejo-ro
Taejo-ro

한벽문화관
Jeonju Hanbyuk 
Cultural Center

언덕에 펼쳐진 
수채화 같은 벽화마을

치명
자
산
가
는
 길
 The road to Chim

yeongjasan



전주한옥마을관광안내소(주차장)  김치문화관  소

리문화관  전통술박물관  승광재  은행로  한옥

마을역사관  전주부채문화관  최명희문학관  교

동미술관  경기전  어진박물관  전동성당  태조로 

 전주공예품전시관  오목대  양사재  전주전통

문화연수원(동헌)  전주향교  완판본문화관  한벽

문화관  한벽당  오목교(육교)  전주천 동로  강

암서예관  남천교

Hanok Village Tourist Information Center  Jeonju Kimchi Culture 

Center  Sori Art Center  Jeonju Traditional Wine Museum  

Seungwangjae  Eunhaeng-ro  Hanok Village History Museum 

 Fan Culture Center  Choi Myeonghui Literature Center  

Gyodong Art Studio  Gyeonggijeon Shrine  Royal Portrait 

Museum  Jeondong Catholic Cathedral  Taejo-ro  Jeonju 

Traditional Artcraft Exhibition Center  Omokdae  Yangsajae  

Jeonju Traditional Culture Training Center  Jeonju Hyanggyo  

Wanpanbon Culture Center  Jeonju Hanbyuk Cultural Center  

Hanbyeokdang Pavilion  Omokgyo Bridge(Pedestrian overpass) 

 Jeonjucheondong-ro  Gangam Museum of Calligraphy  

Namcheon Bridge

Hanok Village Tourist Information Center  Gyeonggijeon 

Shrine  Jeondong Catholic Cathedral  Taejo-ro  Jeonju 

Traditional Artcraft Exhibition Center  Omokdae  Jeonju 

Traditional Culture Training Center  Jeonju Hyanggyo

Omokdae Tourist Information Center  Jeonju Traditional Hanji 

Center  Hanjigil   Seungwangjae Street   Hanjigil  Jeonju 

Kimchi Culture Center Street   600-Year-Old Gingko Tree   

Eunhaeng-ro     Choi Myeonghuigil     Gyeonggijeon Shrine 

600-Year-Old Gingko Tree   Omokdae   Imokdae   Changam 

Amgakseo  Hanbyeokdang Pavilion  Jeonju Hanbyuk 

Cultural Center  Wanpanbon Culture Center   Gangam 

Museum of Calligraphy  Yangsajae   Namanjae  Jeonju 

Traditional Culture Training Center   Jeonju Hyanggyo

Jeonju Traditional Artcraft Exhibition Center  Dangsan tree  

Jeonju Traditional Culture Training Center  Hyanggyogil  

Jeonju-River Ecological Raod  Seungamsan(Chimyeongja-

san Holy Ground)  The road to Chimyeongjasan  Gaksibawi 
 Hanbyeok Tunnel  Jaman Mural Village  Imokdae  

Omokdae

전주한옥마을관광안내소(주차장)  경기전  전동

성당  태조로  전주공예품전시관  오목대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전주향교

600년 은행나무  오목대  이목대  창암 암각서 

 한벽당  한벽문화관  완판본문화관  강암서

예관  양사재  남안재  전주전통문화연수원(동

헌)  전주향교

전주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출발  오목대 당산

나무  전주전통문화연수원(동헌)  향교길  전주천 

생태탐방로  승암산(치명자산)  바람쐬러가는 

길  각시바위  한벽굴  자만벽화마을  이목대  

오목대

오목대관광안내소  전통한지원  한지길  승광재 

골목  한지길  김치체험관 골목길  600년 은행나

무  은행로  최명희길  경기전

소요시간  |  2시간 10분    소요거리  |   2.7km

Travel time  |  2h 10m    Distance  |   2.7km

Travel time  |  1h    Distance  |   2.2km

Travel time  |  30m    Distance  |   1.4km

Travel time  |  2h 20m    Distance  |   3.2km

Travel time  |  2h    Distance  |  4km

소요시간  |   1시간    소요거리  |   2.2km

소요시간  |  2시간 20분    소요거리  |   3.2km

소요시간  |  2시간    소요거리  |   4km

소요시간  |   30분    소요거리  |   1.4km

1. 전주한옥마을 사드락 한 바퀴 여행길

A slow and leisurely road in Jeonju Hanok Village

Open journey road / Barrier-free journey road

Jeonju Hanok Village Alley

Slow and leisurely Seonbi Road

Jeonju Hanok Village Dulle-gil / The hidden course

2. 열린 여행길 / 무장애 여행길

4. 사드락 선비 길 

5. 전주한옥마을 둘레길 / 숨길 코스

3. 전주한옥마을 골목길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The road where 
we can go back in time

Traditional Hanji 

Hanjigil Jeonju 

600-Year-Old Gingko Tree   

Gyeonggijeon Shrine 

Museum of Calligraphy Yangsajae Namanjae Jeonju 

Traditional Culture Training Center   Jeonju HyanggyoJeonju Hyanggyo
600년 은행나

Travel time  |  2h 20m    Distance  |   3.2km

Travel time  |  2h    Distance  |  4km

눈에만 담기 아쉬울-포토스팟 Photo Spot

경기전
Gyeonggijeon Shrine

남천교
Namcheon Bridge

한옥을 배경으로

고운 자태 뽐내기
근사한 성당 앞

한복 체험 하며 찍어보기

곳곳의 수목과

푸른 기와가 어우러진

운치 있는 풍경

나무 사이로 펼쳐진

한옥마을 전경

아기자기 벽화 마을

여름에는 푸릇푸릇

가을에는 노오랗게

사계절 멋진 나무

넓은 기와 지붕

아래 바라보는

야경 맛집!

전동성당
Jeondong Catholic Cathedral

600년 은행나무
600-Year-Old Gingko Tree

전주향교
Jeonju Hyanggyo

오목대
Omokdae

자만벽화마을
Jaman Mural Village



경기전(출발)  전동성당  풍남문  행원(미래유산 

18호)  남부시장 골목  공익질옥  전라감영로  

전라감영(복원터)  웨딩거리  차이나 거리

소요시간  |  30분    소요거리  |  1.6km

전주부성 옛길 여행전주는 전라도와 제주를 다스리는 전라감영이 

있던 조선의 3대 도시입니다. 영광의 역사 속 

그 옛길을 걸으며 1000년 동안 숨겨진 전주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객사(풍패지관)  객리단길  

전주영화제작소  영화의 거리

소요시간  |  50분    소요거리  |  2.4km

전주 옛 길과 영화의 거리천년의 고장 전주의 아이러니. 전국에서도 

유명한 최신 유행이 살아 숨 쉬는 곳. 

1년 내내 남녀노소 여행자들이 어깨 나란히 

함께 걷는 곳. 골목골목 숨겨진 이야기들은

오롯이 그곳을 걷는 사람들만의 몫이 됩니다.

A place where the latest lifestyle are born and 
blooming all over the country.

The old road of Jeolla Gamyeong’s hidden stories, 
one of the three major cities in the Joseon Dynasty.

천년 역사 속 옛길  |  전주부성, 원도심 과거와 젊음이 공존하는 핫플레이스  |  객리단길
The thousand-year-old road of Jeonju   |   Jeonjubu castle, Old downtown The hot place where the past and the present coexist   |   Gaekridan-gil

Gyeonggijeon Shrine  Jeondong Catholic Cathedral  

Pungnammun Gate  Haengwon  Nambu Market Street  

Gongikgilok  Jeollagamyeong-ro  Jeolla Provincial Office Site 

  Wedding Street    China Street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Pungpaejigwan Guest-

house  Gaekridan-gil  Jeonju Cine Complex  Film Street

Travel time  |  30m    Distance  |   1.6km

Travel time  |  50m    Distance  |  2.4km

Jeonjubu castle and old road tour

Jeonju’s old road and Cinema Street

풍남문
Pungnammun Gate

웨딩거리
Wedding Street

전라감영(복원터)
Jeolla Provincial Office Site

객리단길
Gaekridan-gil

객사(풍패지관)
Pungpaejigwan Gues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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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만 담기 아쉬울-포토스팟 Photo Spot

눈에만 담기 아쉬울-포토스팟 Photo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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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ousand-year-old road of Jeonju   |   Jeonjubu castle, Old downtown

8

1
경기전

Gyeonggijeon Shrine

2

2

전주 옛 길과 영화의 거리

전동성당
Jeondong 

Catholic Cathedral

풍남문
Pungnammun Gate

행원
Haengwon전라

감영
로

전라
감영
로

Jeollagamyeong-ro

Jeollagamyeong-ro

웨딩거리
Wedding Street

전라감영(복원터)
Jeolla Provincial Office Site

객리단길
Gaekridan-gil

공익질옥
Gongikgilok

차이나 거리
China Street

전주 4대문 중 유일하게 보존. 
전주판 숭례문!

정원이 있는 한옥고택 카페에
무형문화재의 소리가 울리는 곳

다양한 웨딩스튜디오와 한복집
           사이사이 숨겨진 
        아기자기 맛집 찾기

마침내 복원된 전라도 천년의 중심. 
주변에 즐비한 저마다 감성 품은 가게들과 
문화시설이 함께 모여 만들어질 

미래의 랜드마크

터줏대감 맛집부터
힙한 감성의 핫플레이스까지
그 다채로움에 반해버릴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 영화 심장터

남부시장 골목
Nambu Market Street

Nambu Market Street

한국전통문화전당
Korea Traditional Culture Center

영화의 거리
Film Street

전주시청
Jeonju City Hall

객사(풍패지관)
Pungpaejigwan Guesthouse

전주영화제작소
Jeonju Cine Complex

웅장한 유적과

감성 담은 맛집, 

아틀리에가 옹기종기 

걸음마다 포토스팟!

객사(풍패지관) 찍고

그 뒤로 펼쳐진 핫플레이스에서

근사한 인생사진 한 컷

영화제작부터 상영, 
자료열람까지 한 큐에 끝낸다! 
이 곳이 시네마천국

우리 전통에 새 옷을 입히는 
복합문화공간



풍남문  고물자 골목  주단거리  남부시장  청년

몰  야시장  완산칠봉 꽃동산

전동성당  경기전  자만벽화마을  전주향교  

전주천 동로  남부시장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소요거리  |  3.2km

소요시간  |   30분    소요거리  |  1.5km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소요거리  |  4.1km

남부시장과 꽃동산 여행

SNS 명소 찾는 재미가 솔솔

유행 따라 걸으며 사진 100장 남기기

포근한 한옥과 천변 억새에 안겨 

사부작사부작 산책 하기

조선시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전주 남부시장.

상인들과 북적북적 장 보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정감 있는 노포와 시끌벅적 

청년몰이 공존하는 곳. 이 곳의 골목에서 우리는 

진짜 전주의 속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A market that has existed since the Joseon 
Dynasty. A place where old merchants and 
customers mingle with each other.

진짜 전주의 속살을 마주하는 길  |  남부시장 외국인이 즐겨찾는 여행자 거리  |  한옥마을에서 남부시장까지
The road where we can experience the real Jeonju   |   Nambu Market Foreigners’ favorite tourist street   |   Walk from Hanok Village to Nambu Market

Pungnammun Gate   Antique Street  Silk Street  Nambu 

Market  Nambu Market Youth Mall Real New-Town  Nambu 

Night Market  Wanshan Park-Wanshan Chilbong

Jeondong Catholic Cathedral   Gyeonggijeon Shrine   

Jaman Mural Village   Jeonju Hyanggyo    

Jeonjucheondong-ro    Nambu Market

Travel time  |   1h 30m    Distance  |  3.2km

Travel time  |   1h 30m    Distance  |  4.1km

Nambu market and the flower garden Journey

Walk at a slow and leisurely pace, feeling cozy 
Hanok and silver grass growing at a riverside.

눈에만 담기 아쉬울-포토스팟 Photo Spot

소요시간  |   30분    소요시간  |   30분    소요시간 소요거리  |  1.5km

유행 따라 걸으며 사진 100장 남기기

포근한 한옥과 천변 억새에 안겨 Walk at a slow and leisurely pace, feeling cozy 

Take 100 pictures, walking to look for 
famous SNS attractions

Pungnammun Gate  Jeollagamyeong-ro  Jeolla Provincial 

Office Site  Pedestrian-friendly Street  Gaekridan-gil

Travel time  |  30m    Distance  |  1.5km

풍남문  전라감영로  전라감영(복원터)  걷고싶은 

거리  객리단길

완산칠봉 꽃동산
Wanshan Park-Wanshan Chilbong

청년몰
Nambu Market Youth Mall

Real New-Town

청년들의 특색있는 

주방과

예술인의 작업실이 

이웃하는

보물 같은 곳!

봄의 꼭대기에

꽃눈이 내리는 곳.

꽃천지에

포옥 파묻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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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시장과 꽃동산 여행

조선시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전주 남부시장.

상인들과 북적북적 장 보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 정감 있는 노포와 시끌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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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년몰의 트렌드리더. 
소비를 넘어선 문화 공간

해가 지면 활짝 문을 여는
북적북적 와글와글

배차장골목부터 양키골목까지 
남부시장 골목의 산증인

봄이 되면 열리는 겹벚꽃 꽃대궐

      곱디고운 한복 지어 입던 
우리 부모님 추억 서린 곳

청년몰
Nambu Market Youth Mall

Real New-Town

전주야시장
Nambu Night Market

고물자 골목
Antique Street

완산칠봉 꽃동산
Wanshan Park-

Wanshan Chilbong

주단거리
Silk Street 남부시장

Nambu Market

풍남문
Pungnammun Gate

풍남문
Pungnammun Gate 전동성당

Jeondong Catholic 
Cathedral

경기전
Gyeonggijeon Shrine

전주향교
Jeonju Hyanggyo

걷고싶은길 거리
Pedestrian-friendly Street

자만벽화마을
Jaman Mural Village

전주천 동로
Jeonjucheondong-ro

남부시장
Nambu Market

전라감영로
Jeollagamyeong-ro

전라감영(복원터)
Jeolla Provincial Office Site

객리단길
Gaekridan-gil



전북대학교(정문/문회루)  덕진공원  혼불문학공원 

 연화마을  단풍나무 숲길  장군봉  편백나무숲 

 오송제  대지마을  동물원  건지산  조경단

소요시간  |  2시간 30분    소요거리  |   8.0km

전북대학교, 덕진공원 여행담벼락이 없어 고운 풍경 어디로든 스며들기 

좋은 도심 속 아름다운 호수 덕진공원. 

누구나 한번쯤은 거닐었던 전주 사람들의 

데이트 명소입니다. 여름이면 한가득 피어나는 

연꽃 향을 머금고 숲길까지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Deokjin Park, the scent of lotus fl owers. 
Experience Jeonju’s zoo and cypress forest trails. 

오목교  국립무형유산원  서학동예술마을  시나

브로길  충경사  삼경사  관성묘  남고산성(남고

사, 만경대, 억경대)

소요시간  |   1시간 30분    소요거리  |   3.8km

서학동예술마을, 남고산성 여행전주 예술인들의 소박한 삶터 서학동 예술마을. 

그야말로 터벅터벅 걷는데 제격입니다. 

이곳을 품고 있는 남고산성은 아늑한 이 전주를 

넉넉하게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선물 같은 

곳입니다.

Art village in Seohak-dong, the site of Jeonju 
artists with simple lifestyle.

Jeonbuk National University(Munhoeru Pavilion)  Deokjin 

Park  Honbul Literature Park  Yeonhwa Village  Maple road 

 Janggunbong Peak  Cypress forest  Osongje  Daeji Village 

 Jeonju Zoo    Geonjisan  Jogyeongdan 

Travel time  |  2h 30m    Distance  |   8.0k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Deokjin Park Journey

Omokgyo Bridg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Seohag-dong Art Village  Sinabro Road  Chunggyeongsa 

Temple  Samgyeongsa Temple  Gwanseongmyo  Namgo- 

Sanseong Fortress(Namgosa Temple, Mangyeongdae Terrace, 

Eokgyeongdae Terrace)

Travel time  |  1h 30m    Distance  |   3.8km

Journey of Seohak-dong Art Village

The charming art village surrounded by Namgo Fortress   |   Seohak-dong Art village

남고산성이 품은 아기자기 예술 동네  |  서학동예술마을 연분홍 꽃바람 사랑이 이루어지는 길  |  덕진공원
The road where people fall in love with pink lotus flowers   |   Deokjin park

눈에만 담기 아쉬울-포토스팟 Photo Spot

눈에만 담기 아쉬울-포토스팟 Photo Spot

덕진공원
Deokjin Park

남고산성
Namgo Sanseong Fortress

호수 가운데 연화정에서

청아한 여름 연꽃 풍경

마음껏 감상하기

도란도란 언덕길을 오르면

자리한 남고사.

잠시 숨을 고르면 눈에 가득 차는

그 뜻 밖의 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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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면 자박자박 물 위 아로새겨지는 
문회루의 아름다움

드넓게 펼쳐진 호수를 가득 메우는 
연분홍 연꽃의 향연.  곳곳의 정자와 산책로가 

근사한 대표시민공원

전북대학교(정문/문회루)
Jeonbuk National University(Munhoeru Pavilion)

조경단
Jogyeongdan

혼불문학공원
Honbul Literature Park

오송제
Osongje

대지마을
Daeji Village

동물원
Jeonju Zoo

건지산
Geonjisan

장군봉
Janggunbong Peak

편백나무숲
Cypress forest

덕진공원
Deokjin Park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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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마을
Yeonhwa Village

편백나무숲, 숲속 도서관, 
문학공원까지 자연과 문화를 
함께 담고 있는 전주 도심숲

오목교
Omokgyo Bridge

국립무형유산원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충경사
Chunggyeongsa 

Temple

관성묘
Gwanseongmyo

삼경사
Samgyeongsa Temple

남고산성
Namgo Sanseong Fortress

서학동예술마을
Seohag-dong Art Village

천천히 산책하며 함께 느끼는 
무형유산의 흔적

임진왜란 의병들의 
희생과 정신이 서린 곳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 
세 봉우리에 둘러싸인 산성

알록달록 색깔하나, 아기자기 
소품하나 감성가득한 곳

시나브로길 시나브로길 Sinabro RoadSinabro RoadSinabro Road



아중호수 수변산책로 주차장  수상데크 광장  수상

데크 쉼터  호동골어린이공원  호동골 자연생태

체험학습관

소요시간  |   1시간    소요거리  |   2.4km

자연이 살아숨쉬는 도보 생태체험 여행밤이 되면 하늘의 별빛이 잔잔한 호수에 

그대로 내려앉아 하늘과 호수가 하나가 됩니다. 

호수를 밝히는 불빛들은 여기가 꿈속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어느덧 나도 몰래 

발걸음을 하나 둘 옮깁니다.

At night, the starlight of the sky is refl ected on a 
Ajung lake.

전주 사람들이 무얼 먹고 살았는지가 궁금하다면 

전주백반 한 상이 그 답. 커다란 상에 둘러 앉으

면 빠지는 것 없이 모두 손이 가는 정성스러운 

맛들의 잔치가 열립니다. 

전통을 이어 받은 다양

한 명인들이 전주 곳곳

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인 2만원 대 부터.

전주와 소박하고 정답게 마주하는 법. 골목골목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사람들 틈에서 막

걸리 한 주전자에 인심 좋게 차

려지는 안주를 맛보다 보면 

일상의 피곤함이 녹아내립

니다. 맑은 술과 탁주 중

에 고를 수 있습니다. 2인 

기준 한 상 3만원 대.

한옥마을 버드나무 아래 천변 풍경을 바라보며 

맛 보는 오모가리 한 그릇. 메기, 쏘가리 등을 칼

칼하고 감칠맛 나는 양념과 함께 진득하니 끓여내 

진하고 투박한 국물은 친근

한 듯 하면서도 특별한 

인상을 남깁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도 좋

습니다. 2인 기준 3만원 대.

전주 음식은 전주에서 먹어야 제 맛. 뚝배기 가

득 개운한 국물과 콩나물, 고명을 휘휘 젓고 새

우젓으로 간을 해 정신 없이 수저를 들다 보면 

한 그릇의 푸근함에 마음

까지 데워집니다. 모주

까지 곁들인다면 금상

첨화.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2인 1만원 대.

맛들의 잔치가 열립니다. 

이토록 맛있는 전주  |  전주를 대표하는 엄지 척! 여섯 가지 음식
Delicious Jeonju | Six Representative Foods of Jeonju

Ajung Lake Parking lot  Ajung Lake Square  Rest Area  

Hodonggol Children’s Park  Hodonggol Nature Ecological 

Museum

Travel time  |   1h    Distance  |   2.4km

An Ecological Experience

전주비빔밥 Jeonju Bibimbap

전주백반 Jeonju Baekban

전주막걸리 Jeonju Makgeolli

전주콩나물국밥 Kongnamul Gukbap

오모가리탕 Omogoritang 

가맥집 Jeonju Gamaek

우젓으로 간을 해 정신 없이 수저를 들다 보면 

한 그릇의 푸근함에 마음

까지 데워집니다. 모주

까지 곁들인다면 금상

첨화. 새벽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2인 1만원 대.

진하고 투박한 국물은 친근

한 듯 하면서도 특별한 

인상을 남깁니다.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도 좋

습니다. 2인 기준 3만원 대.

푸른 하늘과 별빛 호수가 하나 되는 길  |  아중호수
The road where the blue sky and the starlight combine   |   Ajung lake

눈에만 담기 아쉬울-포토스팟 Photo Spot

아중호수
Ajung Lake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관
Hodonggol Nature Ecological Museum

한국의 맛을 정갈하게 담아낸 한 그릇의 품격 

전주비빔밥. 오랜 비법 자랑하는 전통 양념장

을 30 여 가지 재료가 둘러싼 담음새가 

먹음직스럽습니다. 물론 그 고

운 빛깔 만큼이나 맛 또

한 빼어납니다. 비빔밥

과 함께 육회나 떡갈비를 곁

들일 수 있습니다. 2인 2만원 대.

전주가 탄생시킨 새로운 술문화 가맥. 조그마한 

가게에서 갑오징어, 황태, 촉태, 계란말이, 옛날

통닭 등의 소박하지만 중독성있는 맛의 안주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곁             들이는 전주

의 이색 명소입                  니다.                

부담 없는 가격 또 

한 매력. 2인 2만

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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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Ajung Lake Parking lot

수상데크 광장
Ajung Lake Square

수상데크 쉼터
Rest Area

호동골어린이공원
Hodonggol Children’s Park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관
Hodonggol Nature Ecological Museum

자연의 소재로 만든 놀이기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자연 학습장

쪽빛 하늘과 은은한 별빛 담은 
산책로가 매력적인 호수

색색깔 코스모스와 
아기자기 조형물이 

탁 트인 시야 속에 어우러지는 곳

꽃향기 넘실대는 코스모스 군락지

밤이 되면 수평선을 가운데로 

대칭을 이루는 야경의 매력



1990년에 개관한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라북도

에서 출토되거나 지역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 약 4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백제의 왕도, 조선왕조 발상지 전주의 

역사를 다양한 전시와 체험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역에서 나와 처음 마주하게 되는 전주. 

아스팔트 대로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탈바꿈된 길입니다. 주말이면 플리마켓, 

각종 공연이 열리고, 밤이면 아름다운 

불빛이 꼬불꼬불 첫마중길을 수놓습니다.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유일의 수목원으로 

197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10만 평의 

부지에 23개 주제, 3700여 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전주 도심 거대 정원이자 

숲입니다.

전주 천년 역사와 문화가 궁금하다면

국립전주박물관．역사박물관

처음 마주하는 전주 슬로길

전주역 첫마중길

전주 도심 속 거대 정원 숲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관람료  |  무료
평일 09:00 - 18:00 (입장 17:30까지)
주말 및 공휴일  09:00 - 19:00
1월 1일, 설날, 추석 휴관

Ticket prices : FREE
Weekdays 09:00 – 18:00, Last Admission 17:30 
(19:00 Holidays and Weekends )  
Closed on Jan. 1, New Year's Day and Chuseok

관람료  |  무료
평일 및 주말  09:00 – 18:00
매주 월요일 휴무

Ticket prices : FREE
Opens 10:00 to 18:00 every day
(Summer 09:00 – 19:00)
Closed on Mondays

버스킹 공연과  각종 문화 행사, 플리마켓 개최
A place where busking performances, cultural 
events and fl ea markets are held.

전주역 관광안내소  063)241-6949
Jeonju Station Tourist Infromation Center
Operating Hours 09:00 ~ 13:00, 14:00 ~ 18:00 
Open all year round

설레는 전주 더 들여다보기  |  기억과 추억이 될 추천 명소 네 곳
An exciting look at Jeonju   |   Four attractions to reminisce on our memories

폐공장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2016년 문을 연 팔복예술공장은 지역주민과 

문화예술가들이 하나 되는 곳으로 재탄생한 

복합문화예술공간입니다. 예술가들의 작업실, 

실내외전시실,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

되어있습니다.

New breath was infused into a deserted factory. 

Opened in 2016, Palbok Art Factory is a multi-

cultural art space that has been transformed by 

local residents and artists.

Tourists’ fi rst encounter with Jeonju coming out 

of Jeonju station.

On weekends, there are fl ea markets and 

various performances. At night this crooked 

road is decorated with beautiful lights.

100,000-pyeong Garden in Jeonju downtown 

with 23 different themes and 3,700 different 

kinds of plants.
The National Jeonju Museum which opened in 

1990 exhibits about 40,000 Korean's historical 

artifacts excavated from Jeollabuk-do.

폐공장이 예술가 1 시민들의 아지트로

팔복예술공장

관람료  |  무료
매일 10:00 - 18:00  (입장 17:30까지)
매주 월요일 휴관

Ticket prices : FREE
Opens 10:00 to 18:00 every day
(Last Admission 17:30)
Closed on Mondays

An abandoned factory reborn for artists 
and citizens. 
Palbok Art Factory

The slow road that tourists fi rst encounter
Jeonju Station Cheotmajung-gil

A place to explore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ousand Year Old Jeonju
Jeonju National Museum / History Museum

Giant Garden Forest in downtown, Jeonju
Korea Highway Corporation Arboretum



식당에서  Restaurant / 飲食店で / 在饭馆

기차역에서 Train Station / 列車の駅  / 在火车站

숙소에서 Accommodation / 宿で  / 在宿舍

Excuse me Yeo-giyo
ここです

(店員を呼ぶとき)
ヨギヨ

点菜 腰gi哟

Where can I buy 
a ticket?

Pyo-neun eo-di-seo 
sayo?

切符売り場は
どこですか

ピョヌン オディソ 
サヨ?

在哪儿买票呢? 票奴 俄滴色 撒哟?

I would like to 
check in. Check in hae-juseyo

チェックインお
願いします

チェックイン ヘ ジ
ュセヨ

请帮我办理入

住手续。 
切可因 嘿租塞哟

Where is the 
Hanok Village?

Hanok-ma-euri 
eo-di-ye-yo?

韓屋村は
どこですか

ハノンマウルン オ
ディエヨ?

韩屋村怎么走?
韩噢吗ul 娥滴

也哟?

Where can I take 
a taxi?

Taek-si-neun eo-di-
seo tayo?

タクシー乗り場は
どこですか

テクシーヌン オデ
ィソ タヨ?

在哪儿坐出租车呢 ? taxi 俄滴色 它哟?

Show me the menu, 
please.

Menyu jom bo-yeo 
juseyo

メニューを見せて
ください

メニュー ポヨ ジュ
セヨ

我要看菜谱
魅牛 jom 波也租塞

哟

Recommend me 
something, please.

Chu-cheon hae-
juseyo

おすすめは
何ですか

ヨギヨ

请给我推荐吧 粗岑 嘿租塞哟

Is this spicy? I-geo mae-un geon-
gayo?

これ、
 辛いですか？

イゴ メウォヨ?

这是辣的吗? 依哥 Mae恩 噶哟?

Thank you for 
the meal.

Jal meo-geot-
sseum-ni-da

ごちそうさまでした イゴ メウォヨ?
吃得很饱 杂 al 么哥丝尼打

전라북도 14개 시군 대표 관광안내소

Jeollabuk-do Representative Tourist Information Center

이것만 알면 전주 여행 문제없어요  |  생활 한국어
If you know these, you’ll have no problem when traveling in Jeonju   |   Common Korean Expressions

군산

부안

고창

정읍

순창 남원

김제
전주

익산
완주

진안

장수

임실

무주

1 전주 한옥마을 한옥마을관광안내소 
Jeonju Hanok Village   063)282-1330

3 익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보석박물관관광안내소
Iksan Jewel Museum   063)859-4645

10 장수승마체험장 논개사당관광안내소 
Jangsu Nongae Shrine   063)350-2349

2 군산 시간여행마을 시간여행관광안내소 
Kunsan Time Travel Village   063)446-5114

4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내장산관광안내소
Jeongeup Naejangsan Mountain   063)537-1330

11 임실 치즈테마파크 문화관광치즈과 
Imsil Cheese Theme Park   063)640-2341

5 남원 광한루원 광한루원관광안내소
Namwon Gwanghanruwon   063)620-6752

12 순창 강천산군립공원 순창군종합관광안내소
Sunchang-gun   063)650-1674

6 김제 벽골제 벽골제관광안내소
Gimje Byeokgolje Reservoir Site   063)540-4094

13 고창 읍성 고창읍성관광안내소
Gochangeupseong Fortress   063)560-8055

8 진안 마이산 마이산남부관광안내소 
Jinan Maisan Mountain   063)430-2651

7 완주삼례문화예술촌 완주군관광안내소
Wanju Samrye Culture & Arts Village   063)290-3935

14 부안 변산해수욕장 새만금관광안내소
Buan Byeonsan Beach   063)581-6292

9 무주 반디랜드 반디랜드관광안내소 
Muju Bandi Land   063)320-5656

전라북도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 및 관광안내소 


